
부천국제판타스틱 화제 공식 홈페이지
부천국제판타스틱 화제사무국은 화제공식홈페이지를개설하고단순한 화제소개의차원이아닌 화제행사의일

환으로다체로운프로그램을선보일예정이다. 사무국은홈페이지를통해8일부터11일까지4일간총8회에걸쳐 화제

에상 될단편 화중13편을‘사이버판타스틱 화제’라는타이틀로상 하기로하 고‘페스티발레이디(추상미)와의

화’‘프로그래머와의 화’등도준비하 다. 화제기간중에는사이버리포터를파견 화제현장의분위기들을직접

중계할예정이라고한다. 화제가시작하는18일까지는이홈페이지를통해상 일정, 상 작정보, 교통편, 극장안내, 부

천즐기는법을비롯해 화제공지사항등의자료를얻어볼수있다. 또한 화제사무국은인터넷홈페이지와통신포럼

을 통해 스크린 헌터(오직 화제 참가를 목적으로 오는 여행객)와 시네팰(스크린 헌터에게 잠자리를 제공하면서 화제

기간을함께하는지역주민)을연결을주선해주는활동도하고있다. 

■인터넷홈페이지http://www.pifan.or.kr ■나우누리/유니텔/천리안/하이텔go pifan98

문의부천 화제사무국(032-3456-313)

제2회 부천국제판타스틱 화제가 오는 18일(금)부터 23일(수)까

지 6일간 개최된다. 경쟁부문인 부천 초이스를 비롯하여 월드 판

타스틱시네마, 판타스틱단편걸작선, 판타스틱한국 화특별전,

한국 화회고전으로나누어진행될이번 화제에서는20여개국

의 약 80여편의 화들이 상 된다. 부천실내체육관에서 있을 개

막식의 오프닝작은 이례적으로, 마술사 선발 회에 관한 유쾌한

상상인 롭 그린의「트릭」, 중세 러브 로망을 다룬 에리 프리건의

「검은꽃」, 독일표현주의와슬랩스틱코미디의만남인「쉬니첼박

사의 저주」, <벅스 라이프>의 픽사 스트디오가 제작한「제리의 게

임」등총5편의단편 화를모아서상 하기로하 다. 뉴욕출신

의 감독 존 베리가 심사위원장으로 초 되었고 <후따리>의 감독

오바야시 노부히코, 홍콩의 클라라 로, 벨기에의 마누엘 고메즈와

화배우 안성기 씨가 심사위원을 맡는다. 마누엘 고메즈, 하라다

마사코, 오바야시노부히코, 프랑소와-자끄오쌍등의감독작품들

이 집중적으로 조명될 예정인 이번 화제는 호러나 자극적인 작

품들보다는훈훈하고따뜻한느낌을주는 화들을중심으로선정

하 다는 것이 프로그래머 김홍준 감독의 말이다. 경쟁부문인 부

천초이스에서는이탈리아감독푸피아바티의<신비한마법사>를

비롯하여 아르헨티나 엘리세오 수비엘라의 요정과 가상공간이 만

나는<작은기적들>, 신비로운감정의여행기인마리아리폴의<맨

위드 레인>, 구로사와와 로큰롤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을 나카노

히로유키의 <사무라이 픽션>, 코스타 보테스의 20세기 예수 재림

기<세이빙그레이스>, 저예산SF 판타지인프랑스/캐나다합작의

<우주의천가지경이들>, 초현실주의적상상력의오스트리아 화

<언피시>, 피터 정의 <알렉산더> 극장판 등 총 8작품이 소개될 예

정이고, 판타스틱한국 화특별전에서는과거한국 화속의판

타지를, 한국 화회고전에서는‘한국 화속의십 ’라는주제를

놓고 7-80년 한국 화 속의 십 들의 모습을 재조명할 계획이

다.  

또한이번 화제에서는특별프로그램으로잊혀졌던한국 화

를 발굴한다는 취지에서 58년 양주남 감독의 작품인 <종각>과 함

께 변 주 감독의 양주남 감독에 관한 다큐멘터리 상 을 마련하

고 청각장애인들을 비롯한 불우한 처지의 사람들을 위해 <바람

의노래를듣고싶다>의특별상 도준비하고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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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회 부천국제판타스틱 화제

19일(토)    12:00                       알렉산더 기브미썸씽 단편걸작선1   가미가제택시 신비한마법사

2:30                   암캐섬의보물 후따리 여고괴담 단편걸작선5   언피쉬

5:00    세이빙그레이스 단편걸작선4 시리얼러버 사무라이픽션 비고, 삶의열정

8:00     바운스 닥터샹스 페카토 작은기적들 롤라런 7:00 바람의노래를듣고싶다

12:00(심야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편걸작선1, 2, 3, 4   일본 화걸작선(4편)

20일(일)  12:00                      이스댓유?  여고괴담 하티 생명의기차 맨위드레인

2:30     언피쉬 암캐섬의보물 바람의노래를듣고싶다 단편걸작선1  우주의천가지경이들

5:00    신비한마법사 뫼비우스 단편걸작선2  알렉산더 풍운

8:00   비고, 삶의열정 단편걸작선5   퇴마록 세이빙그레이스 바운스 7:00 왕립우주군

■예매처:부천지역- 농협각지점, 부천LG 백화점, 그레이스쇼핑, 부천시문화의집( 화제기간중각상 장에서예매가능)

서울지역- 국민카드사, 종로서적, 교보문고, 풍문고, 을지서적, 진솔문고, 신촌문고, 동화서적, 노원문고, 한음악사, 서 문/동 문/은평/강서구문화의집, 강북구청

■인터넷 http//www.pifan.or.kr   http//www.ticket.co.kr ■PC통신 천리안접속후go tklink        ■관람료: 편당4,000원(단, 개/폐막식및심야상 8000원)

■전화예매및문의처02)539-0303    ※예매기간12/10(목) ~ 12/23(수)  (상 시간1시간전까지예매가능)

23일(수)  12:00                     기브미썸씽 단편걸작선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스댓유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풍운 후따리

2:30                    가미가제택시 태양은없다 단편걸작선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, 삶의열정 조용한가족

5:00                        뫼비우스 퇴마록 암캐섬의보물 단편걸작선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생명의기차

8:00                      왕립우주군 작품미정 작품미정 롤라런 시리얼러버

12:00(심야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천초이스수상작(4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베스트오브월드판타스틱시네마(4편) 

22일(화)  12:00                          페카토 이스댓유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용한가족 단편걸작선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알렉산더

2:30                      작은기적들 단편걸작선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브미썸씽 시리얼러버 세이빙그레이스

5:00                     사무라이픽션 작품미정 단편걸작선4                           우주의천가지경이들 왕립우주군

8:00                      태양은없다 바람의노래를듣고싶다 닥터샹스 맨위드레인 여고괴담 7:00 하티

21일(월)  12:00                       닥터샹스 하티 뫼비우스 바운스 사무라이픽션

2:30                      맨위드레인 페카토 롤라런 단편걸작선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은기적들

5:00                 우주의천가지경이들 단편걸작선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생명의기차 신비한마법사 퇴마록

8:00                          후따리 조용한가족 단편걸작선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언피쉬 가미가제택시 7:00 풍운

시민회관 강당 부천시청 강당 시민종합복지관 시네마 중앙극장 부천실내체육관

18일(금)    개막식

Time

폐막식

FESTIVAL TIMETABLE


